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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Nurses play a central role in the process of blood transfusion because they have the closest interactions with patients. Providing nurses with the appropriate knowledge and competency through education can help
ensure transfusion safe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first nationwide transfusion-related education for nurses by analyzing questionnaires for a self-assessment of competency on transfusion-related knowledge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and general evaluation for the educational program.
Methods: The education program was composed of four lectures and was conducted in seven regions in South
Korea. One hundred and ninety-two nurses participated, and the questionnaires for 170 nurses were analyzed.
Results: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90 nurses (53.0%) from tertiary hospitals, 23 (13.5%) from general hospitals,
and 57 (33.5%) from other hospitals.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103/170, 60.6%) were from hospitals with
≥500 beds, and 69.4% had a work period of ≥10 years. The scores for pre-/post-education self-assessment of
competency were as follows: blood components, 3.03/3.73; pretransfusion testing, 2.86/3.64; management of transfusion, 3.18/3.84; and transfusion reactions, 3.11/3.78. In all categories,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core
after the education program.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99.4%) provided a positive response regarding the necessity
of a transfusion-related education program.
Conclusion: South Korea’s first attempt at transfusion-related education for nurses showed a strong positive effect
by improving participants’ transfusion-related competency. Considering the important role of nurses in blood transfusion,
the educational program should continue and be expanded in the future. (Korean J Blood Transfus 2020;31:2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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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혈은 환자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1],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심각한 이환율
(morbidity)과 사망률(mortality) 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 처치(procedure)에 속한다[2]. 혈액
은 제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수혈되기
까지 수많은 인력들을 거치게 되며, 해당 인력들
의 충분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3]. 관련 오류의 대
부분은 수혈에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비롯되는 것
으로 잘 알려져 있다[4]. 이러한 사람으로부터의
오류(human error)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
와 장치들이 고안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여전히
교육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5]. 질병관리
본부에서도 이러한 수혈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인
식하여 2015 년 ‘수혈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역
거점 의료기관(수혈전 검사 및 교육자문) 운영방
안 연구’과제를 시작으로 중소의료기관에 근무
하는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였고,
2016 년부터 혈액안전사업단과 합류하게 되어
2019년 현재까지 매년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수
혈관련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수혈의 또 하나의 축인 간호사는 혈액 수령 및
확인, 환자 확인 및 혈액 연결, 그리고 환자 모니
터링 및 보고 등의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수혈 과
정에서 환자와의 접촉 밀도가 높은 매우 중심적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5]. 간호사의 수혈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수혈관련 지식과 수행능이 적절
할 때 궁극적으로 안전한 수혈이 가능하게 된다
[6].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수혈 과정에 있어 간호
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여, 교육을 의
무화 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을 제공하고 있다[7,8]. 그러나 국내의 수혈관련
교육은 임상병리사 위주로 진행되어 왔었고, 실
제 병동에서 수많은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러한 국내 수혈관련 교육의 대상이 임상병리사
로 국한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2019 년 처음으
로 ‘의료기관 수혈관리 실무자 교육’을 통해 교육
대상 직종을 간호사로 넓혀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9 혈액안전사업단 제2
세부과제로 진행된 ‘ 의료기관 수혈관리 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
의 수혈관련 지식의 적절성에 대한 본인의 평가
와 전반적인 수혈관련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교육에 대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의료기관 수혈관리 실무자 교육은 2019 년 9 월
7 일부터 10 월 12 일까지 전국 7 개 지역(서울/경기
북부, 서울/경기남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
산) 에서 총 4 개의 강의( 의료기관내 혈액관리업
무, 수혈전검사의 이해, 수혈관리, 수혈이상반응)
로 진행되었다. 의료기관내 혈액관리업무는 혈액
제제의 제조과정, 종류 및 특징과 의료기관 혈액
은행에서 수행하는 혈액관리업무 과정에 대한 내
용, 수혈전검사의 이해는 수혈과 관련하여 시행
하는 검사의 종류, 방법 등에 대한 내용, 수혈관
리의 경우 혈액의 수령부터 수혈 완료까지의 과
정에서 수행되는 업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혈
이상반응은 그 종류와 기전, 발생시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표준화된 강의를 위
해 공통의 교육자료가 만들어 졌으며, 각 지역의
강사진들은 이를 이용하여 교육을 시행하였고,
참가자들은 교육이 끝난 뒤 설문지를 제출하도록
안내 받았다. 의료기관 수혈관리 실무자교육 참
석자는 총 222 명으로, 그중 간호사는 총 192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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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였다. 참석자에게 배포된 설문지는 총 51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응답자의 인
적사항 및 근무환경(9 문항), 이전 수혈관련 교육
경험(4문항), 교육에 대한 만족도(4 문항), 교육 전
/후의 수혈관련 지식의 적절성에 대한 본인의 평
가(8 문항), 교육의 필요성(2 문항)에 대한 총 27 개
의 질문에 대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는 191 명
이 응답하였으며, 통계분석을 위해 근무기관이
의원이라고 응답한 1 명과 무응답이었던 1 명, 교
육 전/후 평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15 명, 그
리고 교육경험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4 명을
제거하여, 총 170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
석하였다(Supplementary File 1).

1. 통계분석
각 설문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 수와 그 비율로
나타냈으며, 교육 전/후 수혈관련 지식의 적절성
에대한 본인의 평가를 수치로 비교하기 위해 ‘매
우 낮음’으로 응답한 경우 1, ‘ 매우 높음’ 으로 응
답한 경우를 5점으로 한 뒤, 각 영역별로 교육 전/
후 응답자의 평균점수를 계산하였다. 통계분석은
순서형 종속변수인 경우 평행로지스틱회귀모형
을, 이분형 종속변수인 경우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오즈비(Odds ratio) 를 계산하였고, 이는
R 3.5.0 프로그램(R Core Team, Vienna, Austria)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단을 위해 유의 수
준은 5% 로 설정하였으며, P 값(유의확률) 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10 명(5.9%), 1 년 이상 3 년 미만 13 명(7.7%), 3 년
이상 5 년 미만 6 명(3.5%), 5 년 이상 10 년 미만 23
명(13.5%) 그리고 10 년 이상이 118명(69.4%)로 나
타났다. 근무지는 상급종합병원 90 명(53.0%), 종
합병원 23 명(13.5%), 병원 57 명(33.5%) 로 나타났
고, 병상수는 500 병상 이상이 가장 많이 응답하
여 103명(60.6%),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40명
(23.5%), 100 병상 미만 26 명(15.3%) 그리고 병상
없음 1 명(0.6%)으로 나타났다(Table 1). 병원 종류
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로 사용하는 적혈
구, 혈소판 그리고 신선동결혈장의 사용분포는
Table 2와 같으며, 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종합병
원의 적혈구, 혈소판 그리고 신선동결혈장 사용
에 대한 오즈비는 각각 13.4, 15.9 그리고 121.0으로
(P＜0.05) 나타났다.

2. 수혈관련교육 현황
이전 수혈관련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 없다’ 67 명(39.4%), 그리고 ‘ 있다’ 103 명(60.6%)
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n=90) 의 경우 이전
교육 경험이 ‘있다’로 응답한 경우가 62명(68.9%),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Periods of
employment

Type of
hospital

결 과

Number of
hospital beds

1. 응답자 특성
응답자 총 170 명 중 근무 경력은 1 년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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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1 year
≥1 year, ＜3 years
≥3 years, ＜5 years
≥5 years, ＜10 years
≥10 years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500
100-499
＜100
None

10
13
6
23
118
90
23
57
103
40
26
1

(5.9)
(7.7)
(3.5)
(13.5)
(69.4)
(53.0)
(13.5)
(33.5)
(60.6)
(23.5)
(15.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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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sumption of blood components according to

Table 3. Competency of transfusion-related knowledge

the types of hospitals
Units used per week
Red blood
cells*

Platelets†

Fresh frozen
plasma ‡

before and after education

Tertiary/general
hospital

Hospital

N (%)

N (%)

12 (10.6)

25 (43.9)

2∼5
6∼10
10∼20
≥20
No response
0∼1
2∼5
6∼10
10∼20
≥20
No response
0∼1

20
11
18
46
6
28
19
14
18
28
6
36

(17.7)
(9.8)
(15.9)
(40.7)
(5.3)
(24.8)
(16.8)
(12.4)
(15.9)
(24.8)
(5.3)
(31.8)

21
3
0
0
8
44
0
0
0
0
13
37

(36.8)
(5.3)
(0.0)
(0.0)
(14.0)
(77.2)
(0.0)
(0.0)
(0.0)
(0.0)
(22.8)
(64.9)

2∼5
6∼10
10∼20
≥20
No response

29
9
9
24
6

(25.7)
(8.0)
(8.0)
(21.2)
(5.3)

3
1
0
0
16

(5.3)
(1.8)
(0.0)
(0.0)
(28.0)

0∼1

Answer
Blood products*

Pretransfusion
esting †

Management of
transfusion ‡

Transfusion
reactions §

†

*Odds ratio is 13.4 (P＜0.001). Odds ratio is 15.9 (P＜0.001).
Odds ratio is 121.0 (P＜0.001).

‡

종합병원(n=23)의 경우 20 명(87.0%), 그리고 병원
(n=57) 의 경우 21 명(36.8%) 으로 각각 나타났다.
병원 대비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수혈관련
교육 경험에 대한 오즈비는 7.4, 16.5 로(P＜0.05)
나타났다.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 시간에 대
한 응답은 1시간 미만이 24명(23.3%), 1 시간 37명
(35.9%), 2 시간 16 명(15.6%), 3 시간 3 명(2.9%), 4 시
간 이상 20 명(19.4%) 그리고 무응답 3 명(2.9%) 으
로 나타났다. 이전 수혈관련교육의 영역은 혈액
제제 78.6%, 수혈전 검사 52.4%, 수혈관리 81.6%,

Before
education

After
education

N (%)

N (%)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Very low

0
25
117
26
2
1

(0)
(14.7)
(68.8)
(15.3)
(1.2)
(0.6)

0
2
52
106
10
0

(0)
(1.2)
(30.6)
(62.4)
(5.8)
(0)

Low
Moderate
High
Very high
Very low

46
101
20
2
0

(27.0)
(59.4)
(11.8)
(1.2)
(0)

4
61
97
8
0

(2.4)
(35.9)
(57.0)
(4.7)
(0)

Low
Moderate
High
Very high
Very low

19
104
45
2
1

(11.2)
(61.2)
(26.4)
(1.2)
(0.6)

2
41
110
17
0

(1.2)
(24.1)
(64.7)
(10.0)
(0)

Low
Moderate
High
Very high

22
107
37
3

(12.9)
(62.9)
(21.8)
(1.8)

1
46
112
11

(0.6)
(27.0)
(65.9)
(6.5)

*Odds ratio is 12.7 (P＜0.001). †Odds ratio is 13.0 (P＜0.001).
Odds ratio is 8.9 (P＜0.001). §Odds ratio is 10.2 (P＜0.001).

‡

그리고 수혈이상반응 74.8% 로 나타났다. 이전의
교육이 도움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간 도움된다 56 명(54.4%), 매우 도움된다 43 명
(41.7%)으로 응답자의 96.1% 가 도움이 된다고 응
답하였다.

3. 의료기관 수혈관리 실무자교육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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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는 의료기관내 혈액관리업무 140명(82.3%),
수혈전 검사의 이해 133 명(78.2%), 수혈관리 140
명(82.3%), 그리고 수혈이상반응 135 명(79.4%)으
로 나타났다.

4. 수혈관련 지식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교육
전/후 비교)
교육 전/후의 혈액제제, 수혈전 검사, 수혈관리
그리고 수혈이상반응에 대해 응답자 본인이 생각
하는 수혈관련 지식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은 Table 3
과 같이 나타났다. 교육 전/후 지식의 적절성에
대한 점수는 혈액제제(3.03/3.73), 수혈전 검사(2.86/
3.64), 수혈관리(3.18/3.84), 수혈이상반응(3.11/3.78)
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전 대비 교육 후 수혈관련
지식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의 오즈비는 혈액제제
12.7, 수혈 전 검사 13.0, 수혈관리 8.9, 그리고 수
혈이상반응 10.2 로(P＜0.05) 나타났다.

5. 수혈관련교육의 필요성
수혈관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69명
(99.4%), 무응답 1 명(0.6%)으로 나타났으며 필요
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필요한 교육 영역(복수응답 가능)은 혈액제제
73.4%, 수혈 전 검사 74.0%, 수혈관리 85.2%, 그
리고 수혈이상반응 86.4% 로 나타났다.

고 찰
수혈은 여러 직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
는 복잡한 과정이며, 그중 간호사는 수혈과 관련
하여 광범위하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9]. 수
혈관련오류의 대다수는 환자의 침상에서 발생하
며, 대부분 사람의 실수로부터 기인하고 또한 이
대부분은 예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10].
수혈과정에서 검체 채취와 혈액주입과정이 가장

큰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을 고려할 때, 간호사들
의 지식과 그에 대한 수행능이 수혈관련오류와
그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11]. 그러나 이전의 여러 많은 논문에서는 간호
사의 지식과 실제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6,11-13], 이는 수혈의 안전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
한 수혈관련 교육은 간호사의 수혈관련 지식 수
준과 수행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 알려져 있다[14,15].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간호사
대상의 수혈교육인 ‘수혈관리 실무자 교육’에 참
여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혈관련교육 현황, 교
육의 만족도 및 필요성 그리고 교육의 효과에 대
해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수혈관리 실무자 교육의 참석자 대부분은 상
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근무자(66.5%) 였으며,
병원급 근무자는 33.5%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근
무자의 경우 병원 근무자에 비해 모든 혈액제제
에 대한 사용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
으로 나타나며, 수혈관련 교육에 대한 경험도 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병원보다 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전/후의 지식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
에서는 교육 영역(혈액제제, 수혈전 검사, 수혈관
리 및 수혈이상반응)에서 교육 전의 경우 가장 많
은 응답을 ‘보통’으로, 교육 후의 경우 ‘높음’으로
응답하였으며,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교육 후 수혈
관련지식에 대한 적절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수혈관리 실무자 교육 전 지식에 대한
적절성 수치가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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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다만, ‘ 수혈관리’
및 ‘수혈이상반응’의 경우 경력이 10 년을 기준으
로 10 년 이상인 경우가 10 년 미만인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육전 수혈관련지식에 대
한 적절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결론적으로 본 의료기관 수혈관리 실무자 교
육은 이전 교육 경험의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자
의 수혈관련 지식의 적절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
다고 할 수 있다. 경력 10 년 이상의 경우 수혈관
련지식( 수혈관리 및 수혈이상반응)에 대한 교육
전 지식의 적절성에 대한 본인의 평가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오랜 경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을 예
상할 수 있으나, 2018 년 병원간호인력배치 현황
에 따르면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8 개월
( 상급종합병원 7 년 7 개월, 종합병원 7 년 5 개월,
병원 8 년 6 개월)로 나타난다[16]. 이러한 짧은 평
균 근무 연수로 인해 간호사들이 오랜 경험을 통
한 자연스러운 습득이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수혈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필요하다’ 혹은 ‘매우 필요하다’
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이는 이전 교육 경
험여부와 상관이 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
요한 교육 영역은 혈액제제나 및 수혈전 검사 보
다는 실제 본인들의 업무와 더 가까운 수혈관리
및 수혈이상반응에 더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제공된 4가지 교육 주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나, 수혈전 검사와 관
련하여서는 검사실 관련 내용이라 어렵다는 의견
을 주었으며, 교육의 선호도에서도 가장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에 따르면 간호
사들의 기본적인 ABO 및 RhD 혈액형에 대한 이
해가 매우 낮으며[5], 수혈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직종들에 대해 ABO 및 RhD 혈액형에 대한 원리
를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17]. 의료기관 내 교육 현황에서 수혈 전 검사는
52.4% 로 나타나 다른 교육 영역에 비해 강의 빈
도가 낮으며, 또한 본 교육을 받기 전과 비교하여
받은 후 수혈 전 검사에 대한 응답자 지식의 적절
성에 대한 오즈비가 13.0으로 4개의 교육 영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 효과 측면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중요한 ABO 및 RhD 혈액형과 관련된 수혈 전
검사에 대한 교육은 참여자의 선호도가 낮더라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주의 경우 교육 워크
숍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및 출판 등의 다양한 경
로를 통해, 그리고 이러닝프로그램(self-paced online learning) 과 같은 대면 교육 이외의 방식으로
도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8]. 국내에서도 이
러한 해외의 좋은 사례를 본보기로 현재 워크숍
위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
이며, 병원의 규모에 따라 혈액 사용량과 교육의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본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병원 규모에 따른 다른 교
육에 대한 요구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여러
종류의 교육자료를 확보하여 근무 조건에 따른
맞춤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수혈관리 실무자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간호사의 수혈관련지식의
적절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
을 보여주었다. 다만 실제 교육으로 인한 효과를
시험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주관적인 평
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
구를 통하여 객관적인 지식수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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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 약
배경: 간호사는 수혈의 전 과정에 있어 환자와
의 접점이 가장 많은 직종으로 매우 중심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 실제 간호사의 수혈관련 지식과
적절한 수행능이 궁극적으로 안전한 수혈을 가능
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서 처음 시작된 간호사 대상 수혈관련 교육인 ‘의
료기관 수혈관리 실무자교육’의 효과를 교육 전/
후의 수혈관련 지식에 대한 본인의 평가 및 전반
적인 수혈관련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함으
로써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의료기관 수혈관리 실무자교육은 전국 7
개 지역에서 총 4개의 강의(의료기관내 혈액관리
업무, 수혈전검사의 이해, 수혈관리, 수혈이상반
응) 로 진행되었다. 총 192 명의 간호사가 교육에
참석하였고, 그중 17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결과: 교육 참석자의 근무병원은 상급종합병
원 90 명(53.0%), 종합병원 23(13.5%), 병원 57 명
(33.5%)로 나타났고, 병상수는 500병상 이상이 가
장 많이 응답하여 103명(60.6%)으로, 근무 경력은
10년 이상이 69.4%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후의 응답자 본인의 수혈관련지식의 적
절성 수치는 혈액제제 3.03/3.73, 수혈전검사 2.86/
3.64, 수혈관리 3.18/3.84, 그리고 수혈이상반응 3.11/
3.78 로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의 점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수혈관련교육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99.4% 의 참석자가 필요하다고 응답
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결론: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의료기관 수혈관리 교육’의 효과는 참
석자의 수혈관련 지식에 대한 적절성 향상에 매
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수혈에서의 간
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더 확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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